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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9년 11월 5일 (화) / November 5 (Tue) 2019

·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키즈클럽,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멤버스 라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클럽 컨시어지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 Closed

  Fitness, Sauna, Sauna Lounge, Kids Club,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Club Member’s Restaurant,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 The Indoor Pool, Spa & Spa Galler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멤버스 라운지 운영 시간 Member’s Lounge Operating Hours

9:00 - 20:00

3 - 7

8

9 - 10

11

12 - 13

15 - 17

18 - 19

20

22 - 25

NOTICE

EVENT REVIEW

PEOPLE

CULTURE

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GLOBAL BANYANTREE

DINING OFFERS

2019년 11월 10일 (일), 24일 (일) / November 10 (Sun), 24 (Sun) 2019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 동반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성별에 맞는 사우나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Kids under age 10 are admitted with their parents and those who are older than 24 months are required to use 

the Sauna proper for their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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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link b the way of unity

2020 제휴 회원사 디렉토리 블링크(BLINK) 모집 공고

2020 BLINK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발한 참여로 상류 사회를 대변하는 

프레스티지 클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정치·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셀러브리티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이러한 회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블링크(BLINK)를 론칭했습니다.

블링크(BLINK)는 클럽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상품의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전체 회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 제휴 

회원사 디렉토리 블링크(BLINK)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20 제휴 회원사 디렉토리 

블링크(BLINK)를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회원사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클래스나 프로모션 행사에 대한 지원 등 회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더욱 업그레이드된 

블링크(BLINK)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또는 법인 회원

신청 및 서류 접수 → 평가 및 선정 → 계약 체결 → 시행 → 홍보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클래스 또는 프로모션 제안서, 기업 로고(AI 또는 PNG 파일)

※신청서는 반얀트리 클럽 웹사이트(http://banyantreeclub.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편, E-mail, Fax, 방문 제출 방법 중 택 1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장충동2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보안과 (회원사업팀 앞)

- E-mail : Elin.Choi@banyantree.com

- Fax : 02 2250 8005

- 방문 제출 : 클럽 컨시어지 방문 제출 

- 모집 : 2019년 11월 1일 - 11월 30일

- 평가 및 선정 : 2019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계약 및 홍보물 제작 : 2019년 12월 15일 - 12월 31일

- 운영 및 홍보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블링크(BLINK) 브로슈어, 클럽 뉴스레터, 회원 어플리케이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 회원사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클래스나 프로모션 행사 지원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모집대상

절차

제출 서류

서류 제출 방법

일정

회원사 혜택

홍보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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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멤버십 포인트 안내

Membership Point Guide

문의

문의

문의

객실 예약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객실 예약과 02 2250 8074

멤버십 포인트 사용 안내

- 보유 가용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포인트를 이용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회원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카드, 회원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카드)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신 포인트만큼 가용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 포인트 사용이 제외되는 일부 업장 및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 필요한 공지사항 및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말에는 2020년 연회비 청구서가 등록된 자택 및 

회사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오니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럽 컨시어지에서 본인확인용 사진 촬영 및 등록이 가능하오니 최신 사진으로 갱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정보 업데이트 안내 
Update Your Member Information

멤버십 포인트 소멸 안내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진되지 않은 포인트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괄 

소멸되오니 소멸 전 사용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멤버십 포인트 적립내역 및 소멸 예정 포인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객실 바우처 및 레스토랑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기한 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객실 바우처 및 레스토랑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Validity of 2019 Room and Restaurant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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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기업 연수ㆍ세미나 최적화 호텔, 블룸비스타     
Impeccable Hotel for Conference & Seminar, The Bloomvista

'총 292개 객실'

신입사원부터 임원, 대표까지 고려한 다양한 객실은 행사의 만족도를 높여 드립니다. 

현대그룹 계열사 블룸비스타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4성 호텔입니다.

THE BLOOMVISTA  Hotel & Conference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I   Tel. 031 770 8888   I   H.P.  www.bloomvista.co.kr 

블룸비스타는 대·중·소 타입별 총 40개 강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교육·연수 시설을 갖추고 있

습니다. 소규모 교육부터 대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너스룸 / Capacity. 54

중강의장 / Capacity. 50

주니어 스위트 더블  패밀리 트윈   스탠다드 트윈  

전략 회의 (POA, 임원/ 사원 회의)

승진자 직무 / 직급 교육 (역량향상과정)

행사 / 연회 (시무식, 종무식, 전사 워크샵)

신입사원 교육 (신규 / 경력 입사자 입문 과정)

대회의실 / Capacity. 26

소강의장 / Capacity. 30

그랜드볼룸 / Capacity. 400

블룸비스타홀 / Capacity. 180

아산홀 / Capacity. 180

분임토의장 / Capacity. 15

무료 및 할인 객실 바우처로 투숙하시는 회원님께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객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Room Upgrade Promotion

기간

혜택

2019년 9월 19일 (목) - 11월 30일 (토)  (금, 토요일 체크인 제외)

- 무료 및 할인 바우처 1장 사용 시, 객실 1단계 업그레이드 (남산 풀 프리미어 스위트 이상 객실 예약 건 제외)

- 무료 바우처 2장 사용 시, 호텔동 스위트 객실로 업그레이드

※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 2019 객실 바우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 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소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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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해밀회
바자회

Let’s  do
something
together

꽃꽂이 입문자도 손쉽게 가을 감성을 담을 수 있는 플라워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눈 앞에 놓여진 꽃들 중 원하는 꽃을 골라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며, 꽃을 가까이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을 꽃이 주는 힐링의 힘을 느껴보세요..

하나투어의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상급 맞춤 여행을 지향하는 하나투어의 럭셔리 

여행브랜드 제우스월드에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캘리포니아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캘리포니아 

미식로드>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민지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Flower Class 가을, 꽃다발

제우스월드와 함께하는 하나투어 여행 클래스
Travel Seminar by ZEUS World

날짜

시간

가격

강사

대상

장소

문의

2019월 11월 15일 (금)

14:00 – 15:00

무료

신윤선 (하나투어 여행 프레젠터)

성인 회원

보드룸 A (호텔동 2F)

02 2250 8077, 8078

해밀회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들이 주축이 된 

자선 바자회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바자회의 수익금은 불우 소아환자를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기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해밀회 바자회
Hamil Bazaar

날짜

시간

가격

강사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11월 4일 (월) 

14:00 – 16:00

110,000원

최민지

성인 회원

보드룸 A (호텔동 2F)

02 2250 8077, 8078

2019년 11월 5일 (화)

10:00 - 16:00

10,000원 (현금 결제만 가능)

크리스탈 볼룸 (호텔동 1F)

02 2250 8077, 8078



t h e
h a r eS
Lo v e

2019.12.16 (Mon) 18:30

Crystal Bal lroom

2019 Member’s Year End Party

반얀트리 회원 송년의 밤

C

M

Y

CM

MY

CY

CMY

K

191018 송년의 밤 티저포스터 2.pdf   1   2019-10-21   오전 10:57:58



8

EVENT REVIEW

바카라, 베르나르도와 함께하는 
‘아트 오브 커피 & 스윗츠’ 클래스 후기
‘Art of Coffee & Sweets’ 
with Baccarat & Bernardaud

웰씨앤와이즈가 소개하는 가업 승계 전략 강연 후기
Family Business Successions Planning
Introduced by Wealthy & Wis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는 지난 9월 26일, 가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멀티 패밀리오피스 

웰씨앤와이즈와 함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가업 승계 전략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특징과 

대응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 페스타 홀에서 한국의 팝아티스트 이동기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클럽동에 전시된 작품 

들도 감상하며, 아톰과 미키마우스의 절묘한 만남으로 

탄생한 '아토마우스'를 소재로 다양한 장면을 담아내는 

이동기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 될 클럽동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작가와의 대화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작가와의 대화 후기: 이동기 (Lee Dongi)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는 10월 14일, 15일 양일간 

베르나르도, 바카라와 함께 프릳츠 스페셜티 커피 클래스 ‘

아트 오브 커피 & 스위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민구 

페스타 총괄 셰프의 터치로 완성되는 디저트를 바카라의 

크리스탈 그리고 베르나르도의 아름다운 도자기와 함께 

경험해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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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1. 회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LINK 회원사 (주)엘엔비글로벌 대표이사 유정석입니다. 엘엔비글로벌은 현재 F&B와 뷰티 

라인을 중점으로 스리랑카 시장에 진출해 있고 국내에서는 스리랑카산 프리미엄 실론티를 필두로 티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주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는 지난 9월 9일, 

2019 블링크 회원사 LNB Global과 함께하는 티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리미엄 티를 

선보이는 LNB Global의 유정석 대표를 만나 따뜻한 

차 한잔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티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까지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티 관련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렸을 적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던 저는 인위적인 가공품 보다는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티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티를 마시면 찻잎에서 

우러나오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을뿐더러 잠시나마 심적 안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화되는 듯한 효과를 주는 티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필수 건강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티는 매력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몇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일단 맛과 

향 입니다. 찻잎은 일반 땅에서 자란 식물을 말린 것으로 그 향과 맛은 오감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또한 티는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려내고 차분히 앉아 음미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5. 마지막으로 반얀트리에서 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더불어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진행한 티 클래스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스리랑카산 프리미엄 실론티와 티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좋은 자리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까지의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4.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즐겨 마시면 좋은 티를 회원 및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티는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티 입니다. 물론 실론티도 좋지만 환절기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유지도 중요하구요. 시나몬은 면역력 향상 및 체열을 

올리는데 좋다고 합니다. 또 체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더불어 맛과 향도 가을 단풍과 가장 잘 어울릴 거 같아 실론 시나몬티를 추천 드립니다. 

2019 블링크 이벤트 - ‘Taste of Ceylon’ Tea Class 를 진행한 LNB Global 유정석 대표 인터뷰
2019 BLINK - LNB Global CEO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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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회원님이십니다. 회원님을 

첫 인터뷰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터뷰에 앞서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채화성입니다. 현재 "UC서울치과” 로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 특임강의교수로도 재직중 

입니다. 치의과학과 분자유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간 공부한 

임상과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극학적 과학 대결을 펼치는 

과학자들의 비상한 능력과 그 내면의 동기를 펼쳐 보았습니다. 

2. 이번에 발간하신 <발암유전자> 책도 관심 활동 중 하나로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암유전자>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소설은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인문학적인 견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창작한 의학/

생명과학 소설입니다.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책을 통해 제시했던 생명의 존엄성, 윤리의식과 국적 없는 

지식인 등에 관한 근본적인 과제들은 미래의 후학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도전적인 주제이기에 묻어뒀던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5.  책을 출판하신 작가로서 저희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추천해주실 만한 책 한 권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오노나나미의 “이야기 그리스사” 3부작을 추천합니다. 끊이지 않는 불협과 분쟁 속에서도 거대한 적에 

맞서면서 갈고 닦은 실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 완승하게 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다양한 요구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드문 월드컵 응원등의 응집력을 보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민족입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험란한 이 시기에, 경쟁으로 단련된 내부의 에너지를 강한 

국력으로 승화하여야 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6. 더불어 저희 반얀트리 호텔의 우수회원이신데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면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직원들 개개인의 Professionalism과 자부심이 좋습니다. 매니저급은 당연하지만 신입들도 본인의 수준에서 

다양한 회원/고객들의 Needs를 맞추어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호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호텔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행동하는 마음”의 호텔리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그럼 <발암유전자> 책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생명과학의 진보가 미래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예측해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과학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많은 학도들에게 생명과학의 

미래를 보임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생명윤리의 철학적 과제를 던져보고, 독자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4. 책의 내용(또는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학지식)중에 반얀트리 회원분들이 건강관리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얀트리 회원분들은 쾌적한 시설에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신 만큼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받으며 지속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수치화 해서 관리하기 유리합니다. 즉 스스로 

예방치료와 차단치료를 겸하신다면, 적극적 치료 단계로 가는 확률을 매우 낮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채화성 회원 인터뷰
Member's Interview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채화성 회원의 책 출간 기념하여 책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인생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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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로얄살루트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  
Royal Salut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with Kristjana S. Williams  

럭셔리 스카치 위스키 ‘로얄살루트’와 현대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아트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크리스트자나 윌리엄스’가 로얄살루트의 브랜드 세계를 경이로운 비주얼 

아트로 완성시킨 작품을 반얀트리 서울의 클럽동과 압구정에 위치한 갤러리 플래닛에서 만나보세요. 

로얄살루트 아트 전시회의 오프닝 파티가 더 페스타에서 열립니다. 더 페스타의 1층에서 아티스트의 

대표 작품과 로얄살루트 브랜드 존을, 2층과 루프탑에서는 전시 작품 및 로얄살루트 럭셔리 라인업 

옥션, 루프탑 파티 등 특별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세요. 

전문 해설가와 함께 하는 로얄살루트 아트 전시회, 도슨트 투어와 로얄살루트 브랜드 앰버서더의 

위스키 멘토링 클래스가 열립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로얄살루트 21년을 만나보며  

시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으로 현대 미술작품과 위스키의 만남을 보다 깊게 경험해보세요.

로얄살루트 아트 전시회

VIP 오프닝 파티

멘토링 클래스

기간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대상

프로그램

기간

시간

대상

프로그램

장소

인원

문의

장소

인원

문의

2019년 11월 4일 (월) – 11월 18일 (월)

클럽동 3F 로비 또는 갤러리 플래닛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 갤러리 플래닛 02 520 4853

2019년 11월 4일 (월)

18:30 – 24:00

성인 회원 및 동반인 1인

아티스트 작품 전시, 루프탑 파티,

로얄살루트 럭셔리 라인업 옥션 등

2019년 11월 6일 (수)

19:00 – 21:00

성인 회원 및 동반인 1인

전시 도슨트 투어, 

위스키와 페어링 메뉴 테이스팅

더 페스타

선착순 50명 (25팀)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더 페스타 2층 PDR 4 (로얄살루트 룸)

선착순 12명 (6팀)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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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기간

시간

혜택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장소

문의

지친 영혼을 위한 안식처, 반얀트리 스파의 시그니처 마사지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누려 보세요. 이국적인 

낭만과 고요함이 조화를 이룬 평온한 휴식의 공간에서 반얀트리 스파의 정수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FOCAL CHORA X NAIM UNITI

갤러리 인숍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프랑스 포칼과 영국 네임 오디오의 최고 가성비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4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포칼의 신제품 코라

(CHORA) 시리즈와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UNITI) 

시리즈 매칭 세트, 그리고 네임 오디오의 일체형 

유무선 네트워크 스피커 신제품 뮤조(Mu-so) Qb 

2세대를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세요. 반얀트리 

회원만을 위한 특별 한정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Made in France, 최고의 가성비 시스템 포칼의 신제품 코라 시리즈는 제3국 OEM 생산품 정도의 금액대로 가질 수 

있는 프랑스산 스피커로 높지 않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고강성, 초경량의 슬레이트 화이버 소재의 진동판 유닛과 

TNF 트위터를 새로 개발, 장착하여 매우 해상도 높고 강한 댐핑력을 발휘합니다. 코라 시리즈는 네임 오디오의 

올인원 앰프인 유니티 시리즈에 최적화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저출력 앰프에서도 구동이 쉬운 스피커입니다.

시대를 앞선 디자인 포칼의 스피커들은 시대를 앞선 디자인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가장 

뛰어난 도시 생 에티엔느에서 ‘피노 앤 르 포르쉐 (Pineau & Le Porcher)’ 디자인 그룹과 함께 멋진 디자인의 

스피커를 창조해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디자인은 현대에 와서 가장 모던하고 멋진 디자인의 하이엔드 스피커로 

평가 받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칼은 세련된 감각의 디자인과 치열한 기술 개발을 통해 

단순히 프랑스 스피커 메이커가 아닌, 프랑스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오디오 메이커로 발돋움했습니다.

반얀트리 스파 – 시그니처 바디 마사지 
Banyan Tree Spa – Signature Body Massage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포칼파워드바이네임
Banyan Tree Gallery Inshop – Focal Powered by Naim

2019년 11월 1일 (금) - 11월 29일 (금)

*주중 (월-금)에 한함

11:00 - 20:00

주중 90분 바디 마사지 40% 할인 

*발리니스 마사지 또는 타이 에센스 마사지 

선택 시에 한함 

회원 168,000원 (정가 280,000원) 

*반얀트리 회원에 한함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2019년 10월 1일 (화) – 11월 30일 (토)

 11:00 – 20:00

갤러리 인숍

청담포칼파워드바이네임 070 8865 9081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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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Chamanard
Litsea Cubeba
Lavender
Lemongrass
Peppermint
Orange
Pine
Rosewood and Ylang Ylang 
Jasmine and Sandalwood  

Banyan Tree 100% Pure Essential Oils

반얀트리 에센셜 오일은 

가장 좋은 품질의 천연 원료로 

제조되었습니다. 

모든 블렌드 오일은 

반얀트리 아카데미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순도와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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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기간

시간

강사

장소

가격

문의

상시

6:00 - 22:00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무료

02 2250 8118, 8120 

반얀트리 피프틴 프로그램
Banyan Tree Fifteen Program

반얀트리 인스트럭터가 제공하는 피프틴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첫 방문 시 반얀트리 스페셜 케어>

인바디 측정 및 상담 → 목표 설정 (다이어트, 근육량 늘리기 등) → 스트레칭 → 기본 운동 → 마사지 케어 (총 30분)

<월 1회 정기 무료 15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월 1회 무료 상담, 인바디 관리, 다양한 운동 방법 안내  

(골프와 수영에 효과적인 15분 스트레칭, 사우나 이용 전·후 15분 릴렉스 스트레칭 등) (총 15분)

문의 02 2250 8118, 8120

세신 안내
Notic for Scrub Treatment 

반얀트리 사우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격 안내

Scrub 30mins 44,000원

Massage 30mins 66,000원

Massage 60mins 110,000원

Package 120mins 198,000원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가격

대상

1:1, 2:1

계연경

수영복, 수모 , 수경

실내 수영장

02 2250 8105

상시 운영

6:00 – 21:00

1:1 99,000원

2:1 77,000원

성인 회원

아쿠아 개인 레슨

Aqua Private Lesson

수중 운동은 지상 운동에 비해 관절 무리는 적고 근육 

운동량이 많은 운동입니다. 대상에 맞게 저강도 재활 

운동부터 고강도의 체중 조절 운동까지 수중에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쿠아 개인 레슨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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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에 참여해 보세요.

스스로의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은, 심리적으로도 

마음까지 조화롭게 만듭니다. 몸 컨디션에 맞게 진행되는 

아로마 테라피로 평온하고 긍정적인 시간을 만나보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 안내
Sports Climbing Class

김태희 강사의 PT 클래스
PT Class with Taehee Kim

날짜

시간

가격

대상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상시

6:00 – 22:00

99,000원 / 1회 *12회 패키지시 10% 할인

성인 회원 및 출산 전후 회원

김태희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02 2250 8120, 8118

가족 지인과 함께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세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 
Personal Training Program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상시 

6:00 – 22:00

110,000원 / 1회

880,000원 / 9회

6살 이상 키즈 회원 및 성인 회원

1:1 *단체 가능 (문의)

조용범, 강명훈 코치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02 2250 8120, 8118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상시

6:00 – 22:00

99,000원 / 1회 *12회 패키지 결제시 10% 할인

성인 회원

1:1

PT 트레이너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02 2250 8120, 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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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골프는 브레인 게임 – 서지연 프로가 소개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연습 방법
How to Practice Golf Effectively by Pro Golfer Jiyeon Seo

연습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60분 연습 때 과연 몇 개의 공을 치는 것이 적정할까요? 

우선 바른 연습의 루틴을 익히고 싶은 골퍼들이라면 연습장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빈 스윙도 20번, 손 감각을 깨우기 위해 짧은 거리 어프로치도 20~30개, 당일 몸 

컨디션이 어떤지 살피며 20~30개의 스윙 정도를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몸 풀기가 끝난 후 하는 20~30분의 연습이 진짜 연습이고, 의도된 샷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프로치로 쿨다운(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20~30개의 볼을 친 후 

마무리 하면 바른 동작의 스윙을 더 정확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얼마나 많은 샷들을 이미지화 하고, 느낌들을 시각화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골프백을 챙겨 

돌아갈 때, 연습한 샷 중 몇 개나 선명히 떠오르고 기억을 할 수 있나요? 

연습이 끝났을 때 선명히 떠오르고, 기억 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한 샷만이 의도된 연습 샷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골프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샷을 코스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연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Brain(뇌) 와 Motion(모션), 몸 동작과 생각이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져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연습 전, 골퍼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우리의 뇌가 근육들에 연결이 되어있는 

신경조직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트룬 프리베 프리빌리지 – 트룬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roon Privé Privileges – Troon Advantage Program

트룬골프가 운영하는 전 세계 골프 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보세요. 해외 

유수의 프라이빗 골프 클럽 부킹 서비스 및 특별 할인 

혜택 (그린피 약 10~40%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반얀트리 회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플레이 할 수 

있으며 60일 이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48시간 이전 

취소 시 별도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골프 클럽과 그린피는 https://www.troon.

com/troon-advantag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 2250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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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나만의 칠판을 만들어 그림도 그리고 메모판

으로도 사용해 보세요.

허수아비 풍경을 만들어 바람에 흔들리며 

들려오는 소리를 감상해 보세요.

고소하고 진한 투움바 소스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카레를 만들어 

보세요.

미니 칠판 만들기
Mini Chalkboard

허수아비 풍경
Scarecrow Wind Chime 

투움바 떡볶이
Toowoomba Tteok-Bokki

정성 듬뿍 카레
Curry and Rice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11월 2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11월 9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11월 10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11월 3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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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6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11월 17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11월 24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11월 23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나무조각으로 행거를 만들어 벽에 장식해 

보세요.

나무 인형을 꾸며 멋진 동물 음악대를 만들어 

보세요.

뼈가 튼튼해지는 멸치 주먹밥과 영양이 가득 

담긴 불고기 주먹밥을 만들어 보세요.

넓고 얇은 직사각형의 파스타 면 위에 호박으로 

가지로 담백한 라자냐를 만들어 보세요.

DIY 목공프로젝트 행거 
Mini Hanger

동물 음악대 
Animal Musical Band

멸치 & 불고기 주먹밥
Rice Ball  

주키니호박 & 가지 라자냐
Zucchini & Eggplant Lasa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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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ANYANTREE

반얀트리 사무이는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방콕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사무이에 위치한 반얀트리 리조트입니다. 숲속의 경사면에 층층이 풀빌라가 자리 잡아 아름다운 

바다전망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완벽한 프라이빗함을 자랑하는 반얀트리 사무이는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원하는 허니무너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사무이에는 78채의 프라이빗 풀빌라를 비롯해 방콕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4개의 

레스토랑과 심신에 쌓인 피로를 풀어줄 반얀트리 스파가 있어 편안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얀트리 사무이의 투숙객은 반얀트리 사무이만의 전용 해변인 라마이 비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약 패들 보트, 스노쿨링 장비 등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어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깊고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는 반얀트리 사무이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 혜택

- 객실 20% 할인 

- 식음료 20% 할인 (인룸 다이닝, 데스티네이션 다이닝 제외/특정 레스토랑 제외)

- 스파 20% 할인 (개별 프로그램 이용 시)

- 갤러리 상품 15% 할인

태국의 아름다운 섬 코사무이에 위치한 반얀트리 사무이 
Banyan Tree Samui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는 전 세계의 절경 속에서 그곳과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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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공주 밤, 대하 등 

가을철 별미로 채워진 어텀 브런치 스페셜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하세요.

그라넘 셰프의 레시피로 완성한 칠면조 구이와 그리고 와인까지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의 터키 투 고로 추수감사절과 연말 시즌 

홈 파티를 간편하게 준비해보세요. 

어텀 브런치 스페셜
Autumn Brunch Special

터키 투 고 
Turkey To Go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일 (금) - 12월 25일 (수) *3일 전 예약 필수 

11:00 – 21:00

칠면조 구이, 구운 야채, 매쉬드 포테이토, 크랜베리 소스, 

펌킨 파이 등, 와인 1병 또는 2병

터키 및 와인 1병 300,000원

터키 및 와인 2병 350,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143

미식의 계절 가을, 제철 해산물을 다채롭게 조리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시푸드 뷔페를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만나보세요.

그라넘 시푸드 마켓
Granum Seafood Market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9월 7일 (토) - 11월 30일 (토) (토, 일 및 공휴일) 

12:00 – 14:30 (Last Order 14:00)

웰컴 드링크, 샐러드와 디저트 바, 라이브 테이블, 

데일리 수프와 소고기 스테이크 포함 4가지 제철 메인 요리

*키즈 메뉴: 새우 볼로네제 또는 버섯 알프레도 링귀니 중 택 1

성인 88,000원 / 어린이 65,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기간

시간

이벤트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9월 11일 (수) - 11월 30일 (토) (금, 토, 일 및 공휴일)

*단, 11월 3일, 11월 16일, 11월 24일 대관 행사일 제외

18:00 – 22:00 (Last Order 21:00)

일요일 방문 회원 대상 4인 예약 시 1명 식사 무료 (중복 할인 불가)

해산물 뷔페, 샐러드 및 디저트

추가 옵션: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 15,000원 / 1인 기준

성인 129,000원 / 어린이 65,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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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감칠맛이 일품인 보리굴비와 

살이 꽉 찬 간장게장을 정갈하게 차린 정식으로 즐겨보세요. 

몽상클레르에서 빼빼로데이를 맞아 달콤한 빼빼로데이 

한정 디저트를 선보입니다. 깊고 진한 초콜릿의 풍미와 맛이 

매력적인 빼빼로와 초코롱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간장게장과 보리굴비
Soy Marinated Crab and Dried Yellow Corvina

빼빼로데이 한정 디저트
Pepero Day Special Desserts 

기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11월 7일 (목) – 11월 13일 (수)

빼빼로, 초코롱

5,000원 – 35,000원 

몽상클레르 

02 2250 8171

지역 고유의 맛과 향을 가득 담은 향토 반상 ‘토반’을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만나보세요. 충청도 지역의 향토 

음식인 콩나물 솥밥, 담북장, 도리 뱅뱅을 깊고 진한 향의 

우렁이 쌀 막걸리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반 – 충청도 편 
Local Delicacies – Chungcheong Province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11:30 - 21:00 

정식 (간장게장 또는 보리굴비) 50,000원

단품 (간장게장 또는 보리굴비) 3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일 (금) - 11월 30일 (토)

11:30 - 17:00 

토반 28,000원

(콩나물 솥밥, 담북장, 도리뱅뱅) 

우렁이 쌀 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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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저녁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문 바에서 

녹진한 치즈가 일품인 치즈 퐁듀와 푸짐한 쉐어링 플래터를 

위스키와 함께 즐겨보세요.

프리미엄 멘토링과 테이스팅, 푸드페어링 등 글렌피딕 싱글 

몰트 위스키의 맛과 향을 알아가는 여정 글렌피딕 몰트 

저니가 문 바에서 펼쳐집니다. 

치즈 퐁듀와 위스키
Cheese Fondue and Whisky

글렌피딕 몰트 져니 
Glenfiddich Malt Journey 

날짜

시간

프로그램

인원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2일 (화) 

19:00 – 21:30 

글렌피딕 위스키 소개, 제조 및 음용 방법 소개, 

위스키 테이스팅 및 푸드 페어링과 럭키드로우 

성인 회원 선착순 5팀 (2인 1팀 / 본인+동반 1인)

무료 

문 바 21F 

02 2250 8077, 8078

문 바에서 골든 문 세트와 수퍼 골든 문 세트를 선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샴페인 ‘아르망 드 브리냑’과 셰프가 엄선하여 

구성한 플래터를 즐겨보세요.   

골든 문 세트 & 수퍼 골든 문 세트
Golden Moon Set & Super Golden Moon Set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10월 1일 (화) – 2019년 11월 30일 (토)

18:00 – 02:00 (Last Order 01:00)      

치즈 퐁듀와 쉐어링 플래터 (찹 스테이크, 소시지, 구운 야채 등)

650,000원 (글렌피딕 18Y 1병) / 750,000원 (발베니 17Y 1병) 

문 바 21F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18:00 – 02:00 (Last Order 01:00) 

골든 문 세트 1,400,000원 - 아르망 드 브리냑 1병, 플래터

수퍼 골든 문 세트 6,500,000원 (연말 특가)  - 아르망 드 브리냑 5병, 

5인 플래터, 문 바 21F 대관, 리무진 픽업 서비스 및 웰컴 샴페인 제공

문 바 21F

02 2250 8000 

*수퍼 골든 문 세트는 2주 전 예약 필수이며 12/24, 25, 31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이용 고객 대상 발드르 기프트 박스 증정 이벤트

 투인원 선스틱 1개 & 마스크팩 5종을 선착순 25팀에게 테이블당 1세트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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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타 바이 민구의 유러피안 캐주얼 푸드와 추천 와인을 

곁들이며 프랑스 남동쪽에 위치한 와인 명산지 ‘부르고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대로, 풍부하고 

섬세한 떼루아에서 만들어진 우아한 맛과 향을 느껴보세요.

트래블 부르고뉴
Travel Bourgogne

기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9월 16일 (월) – 11월 10일 (일)

부르고뉴 와인 화이트 2종 & 레드 4종

1병 기준 148,000원 - 280,000원 (약 20% 할인가)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RED

Travel
Bourgogne

WHITE

Parus

Meursault Domaine Francois Mikulski Cote de Beaune 2017

Chablis Grand Cru ‘Les Preuses’ Domaine Servin 2016

280,000   210,000

260,000   218,000

320,000   280,000

250,000   210,000

180,000   148,000

170,000   148,000

Marsannay Clos des Portes Monopole Domaine Jean Michel Guillon Cote de Nuit 2016

Gevrey Chambertin Domaine Remoissenet Cote de Nuit 2013

Morey-Saint-Denis Michel Magnien Cote de Nuit 2016

Savigny Les Beaune Domaine Pavelot Cote de Beaune 2016

Beaune
Meursaul t

Nuits
Chablis

*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Bordeaux

Bourgogne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심 속 아지트, 페스타 바이 

민구가 가을을 맞아 계절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그중 유정란과 송화버섯 라르도는 자연 

방사한 유정란에 향이 좋은 송화버섯을 조리하여 

올렸으며 가장 위에는 염장한 돼지의 등지방(라르도 

디 콜로나타)을 얹어 페스타 바이 민구만의 조리법으로 

만들어낸 요리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그 밖에도 

이베리코 흑돼지 숯불구이와 스페인식 채소구이, 한치 

먹물 파스타 등 가을의 맛과 향을 담아 새롭게 출시된 

메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스타 바이 민구, 가을 신메뉴 출시  
New Autumn Menu at Festa by mingoo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다가오는 연말 모임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하여 페스타 게더링 디너를 선보입니다. 강민구 

페스타 총괄 셰프가 제안하는 쉐어링 메뉴와 함께 이른 연말 

모임을 준비해보세요.

페스타 게더링 디너
Festa Gathering Dinner

2019년 11월 5일 (화) - 12월 15일 (일)

18:00 – 22:00 

셰프가 엄선한 쉐어링 메뉴 4가지, 디저트, 커피 또는 차

1인 95,000원 (2인 이상 주문가능)

*회원 할인 적용 불가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 전 객실 주중 15%

- 전 객실 주말 10% 할인 (BAR Rate 기준)

- 써멀스위트(사우나) 50% 할인

 

회원 제휴 혜택 






